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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추석 연휴 비상진료·방역·청소에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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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직의료기관·당번약국제 지정,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 주요 관광지 방역 특별 점검 실시
- 생활쓰레기 18·20·22일, 음식물쓰레기 18·20일 수거

목포시가 시민과 귀성객의 건강하고 안전한 추석 연휴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시는 연휴 기간 중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관내 171개 의료기관에 대해 지역별, 진료과목별로 당직의료기관을 구분·지정하고, 약국 109
개소도 당번 약국제를 운영한다.

당직의료기관 및 당번약국은 목포시청 및 목포시보건소 홈페이지,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스마트폰 ‘응급의료정보제공’ 앱 등
에서 확인하거나 목포시보건소(270-4000), 국번 없이 129(보건복지콜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등 전화도로 안내받을 수 있다.

시는 응급환자 및 대량 환자 발생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관내 6개소 응급의료기관의 24시간 비상진료체계도 유지한다. 이와 함께 보
건소에 코로나19 추석 연휴 비상근무조를 편성해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며, 목포한국병원 등 6개 병원
에서도 선별진료소를 운영해 유증상자와 접촉자에 대한 진단·검사 등을 신속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주요 관광지에 귀성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8일부터 22일까지 목포해상케이블카, 평화광장 
춤추는 바다분수, 고하도 해상데크 및 전망대, 대반동 스카이워크 등 주요 관광시설의 방역에 대한 자체점검 및 전라남도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평화광장 춤추는 바다분수는 야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주요관광지에 문화관광해설사 및 전담 방역관리 인력을 배치해 방역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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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쾌적한 시가지 조성을 위해 오는 25일까지를 중점 청소기간으로 정하고 주요도로, 취약지 등에 방치된 쓰레기 등을 수거하고 목포
역·버스터미널 등 다중집합장소에 대한 특별대청소를 실시한다.
또한 청소기동반을 특별 편성·운영해 해상케이블카, 근대역사문화공간, 평화광장 등 주요관광지의 환경을 정화한다.

특히 연휴기간 중 생활쓰레기는 징검다리 방식으로 18일(토), 20일(월), 22일(수)에 수거한다. 음식물쓰레기는 18일(토), 20일(월)에 수
거하므로 연휴 기간 중 발생하는 쓰레기는 수거일에 맞춰 전일 야간에 배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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